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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uses the bidet 4D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 to propose an improvement for 

“senior-oriented bidet product service desig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senior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product service system concept. To this end, qualitative research on seniors was conducted to derive 

user value factors, and, based on this, product service ideas were discovered, and a prototype reflecting the 

usefulness review of a working-level expert group was proposed. First, a “smart application service for 

user-customized function setting guide” was proposed. A bidet incorporating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and a 

smart phone are linked to provide an app service that automatically interprets user characteristic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bidet products to guide customized functions. Second, a control panel and remote control user 

interface to “user-oriented product service interface” wa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usability and cognitive 

ability of seniors, a simple and intuitive physical user interface such as a configuration centered on main functions, 

button arrangement according to task sequence, and a touch screen remote control was presented. Third, we 

proposed a “bidet care service linked with products and health/hygiene care” that provides a wide range of services 

such as user health and hygiene, cleanliness, entertainment, etc., in addition to regular bidet product service. This 

study proposed a product-based service design methodology that can improve user experience and relationship 

quality by discovering and improving the pain points and needs of users (seniors) in the process of using bidet 

products (before, during, and af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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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비데를 아이템으로 선정해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를 충족시키기 한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을 

제안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 다. 최근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시니어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

니어를 한 PSS 개념의 서비스디자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4D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을 활용하여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를 반 한 ‘시니어 심의 비데 제품서비스디자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PSS 개념에 기반하여 ‘4단계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을 활용하 다. 이를 해 

시니어 상 질  리서치를 수행하여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에 따른 사용자 가치 요소를 도출하 으며, 이를 기반으

로 제품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무 문가 그룹의 유용성 리뷰를 반 한 로토타입을 제안하 다.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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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첫째, ‘사용자 맞춤 기능 설정 가이드 스마트 앱 서비스’를 제안하 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목한 비데

와 스마트 폰이 연동되어 사용자 특성 정보와 비데 제품에 한 정보를 자동으로 해석하여 맞춤 기능을 가이드해주

는 앱 서비스를 제시하 다. 둘째, ‘사용자 심의 제품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용한 조작부  리모컨 UI를 제안하

다. 시니어의 사용성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주 기능 심의 구성과 과업(Task) 순서에 따른 버튼 배치, 터치 화면

형 리모컨 등 단순하고 직 인 Physical UI를 제안하 다. 셋째, 정기 인 제품 검뿐만 아니라 사용자 건강  

사용 공간의 생, 청결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과 헬스/ 생 어가 연계된 비데 어서비스’를 제안하

다. 결론 으로 사용자(시니어)의 비데 제품 사용 과정(사용 - -후)에서의 페인포인트(Pain Point)  요구를 발

견하고 개선하여 사용자 경험과 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하 다.

주제어: 헬스 어 비데, 시니어, 제품-서비스통합시스템, 사용자 심,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  

1. 서론

1.1. 연구 배경  목

본 연구는 비데(Bidet)를 아이템으로 선정해 시니어

의 특성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제품기반 서비스디

자인을 제안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 다. 최근 건강

수명 증가와 출산의 향으로 고령화가 속히 진

행되고 있으나 시니어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KIDP, 

2020), 시니어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통

합시스템(PSS: Product Service System) 개념의 서비스

디자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헬스 어에 한 

심과 욕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의 주요 소비계층

인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에 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비데는 표 인 헬스

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니어를 한 서

비스디자인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데

의 주요 사용자층이 연령 가 높은 시니어라는 을 

감안하면(Hyeong, 2014), 이러한 시니어를 한 개인

맞춤(Personalized) 제품-서비스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SS 개념에 기반하여, 시니어

의 연령  노화의 정도, 제품 사용 빈도, 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페인포인트(Pain Point)와 요구(Needs)를 

분석하여 기존 비데 제품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인

터페이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니어 심의 비데 제

품-서비스디자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   방법

본 연구는 본 연구자의 제품-서비스융합디자인 로

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유용한 리서

치 방법으로 국 디자인 의회(Design Council)에서 

개발한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을 활용하 다. 연구

의 범 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Discover–Define

–Develop- Deliver 4단계 로세스 에서 인사이트 

도출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에 을 두고 진행하

으며, 이를 토 로 비데 제품서비스디자인 콘셉트  

로토타입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임워크는 

Table 1과 같다. 

‘문제발견(Discover)’ 단계에서는 자료조사  이론

 고찰,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하 다. 먼 , 선행연구 

 련 보고서를 통해 시니어 소비자들의 동향을 악

하고, 제품서비스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 개념 

 서비스디자인 4D 로세스 모델을 고찰하 다. 사용

자 리서치는 비데 제품 특성상 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상자에게 사용성 체크리스트를 주고 스스로 찰 기

Step Process Detailed methodology

Discover

Desk research
PSS and service design 

theoretical considerations

Field research

Self-observation record 

survey

In-depth user interview

Define
User analysis and

user value factor

Persona

User scenario

User value factor

Develop Product-service concept
Service idea workshop

Service Usability Review

Deliver Prototyping
Concept brief and 

prototype

Table 1.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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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도록 유도하 으며, 인터뷰를 진행하여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를 분석하 다. ‘정의(Define)’ 단계에서는 

시니어층을 연령 별로 유형화하여 페르소나(Persona)

를 설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

성하 다. 이에 기반하여 시니어의 페인포인트(Pain 

Point)  요구를 분석하여 사용자 가치요소를 도출하

다. ‘발 (Develop)’ 단계에서는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

을 한 워크 을 진행하 으며, 이해 계자 상 서비

스 유용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서비스 아이

디어를 선정하 다. ‘ 달(Deliver)’ 단계에서는 비데 제

품서비스 콘셉트  로토타입을 제시하 다. 

2. 이론  고찰

2.1. 제품-서비스 통합시스템(PSS: Product-Service 

System)

PSS는 물리 인 제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과 경

제  에서 ‘고객의 구체 인 요구와 선호도를 만

족시키면서 경쟁력 있게 설계·제공· 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련 인 라를 포함한 확 된 시스템’으로 후

드코이 (Goedkoop, 1999)가 제안하 다. 

PSS는 서비스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

를 결합하면 더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경제 이고 친환경 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은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품화’를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

가 결합된 개념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Lee, 2014). 만니와 베졸리(Manzini & Vezzoli, 

2003)는 서비스 라이 사이클 심의 PSS 설계를 강조

하 다. 결론 으로 PSS는 제품에 서비스 요소를 결합

하여 서비스 라이 사이클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

항을 정확히 악하고, 고객과의 과 사용자 요구에 

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최 의 만족을 제공하는 시스

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서비스디자인 4D 로세스 모델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서

비스디자인 로세스는 국 디자인 의회의 ‘4단계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4D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이다(Fig. 1 참조).

더블 다이아몬드 로세스는 크게 Discover(발견), 

Define(정의), Develop(개발), Deliver( 달) 4단계로 이

루어진다. 각 단계별 방법론을 살펴보면, ‘Discover’ 단

계에서는 로젝트 목표를 정의하고, 많은 가능성을 찾

아내며,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Define’ 단계에서는 체 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가장 좋은 안을 우선순 를 정해 찾아낸다. ‘Develop’ 

단계에서는 수렴한 정보를 다시 확장하는 과정으로 지

까지 발 시킨 콘셉트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테

스트하는 단계로서, 디자이 가 만들어 낸 아이디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Deliver’ 

단계에서는 다시 의견을 수렴하여 지 까지 만들어 낸 

콘셉트를 명료하게 달하는 과정으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Hong & Kim, 2012). 

즉,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확산과 수렴이 반복되

는 형태로, 사용자 심의 맥락 인 리서치 방법을 활

용하여 사용자의 잠재된 욕구를 포착하여 서비스 경험

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① Discover : 기존 제품서비스의 문제   사용자 

니즈를 이해하기 한 정보를 수집한다. (확산)

② Define : 로젝트와 연 된 정보를 분석하여 기

회 역  서비스 방향성을 도출한다. (수렴)

③ Develop : Service Principle을 기반으로 Service 

Idea 개발  Service Concept를 도출한다. (확산)

④ Deliver : 서비스 로토타이핑  유용성 검증을 

통하여 PSS 디자인 개선을 실행한다. (수렴) 

Fig. 1. Double diamo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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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 개발

3.1. 발견하기(Discover)

3.1.1. 비데 시장 동향  PSS 근의 필요성

국내 비데 시장규모는 연간 5천억원 수 으로 재 

4인 가구 기 으로 약 40% 정도 보 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한국기업평 연구소, 2018). 비데는 고령화가 가

속화되고 인의 건강과 웰빙에 한 심도가 높아

짐에 따라 헬스 어 제품으로 그 수요가 차 증가하고 

있다. 에는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에는 화된 쾌 한 공 화장실 문화와 함께 비데가 

보 되고 있고, 새로 지어진 아 트의 화장실에는 기본

으로 비데가 설치되고 있는 등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탈 제품/서비스에 한 수요가 높아지

고, 고령화 사회로 어들면서 시니어의 비데에 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쾌 한 생활문화

와 편의성이 강화된 제품서비스를 소구하는 시니어의 

라이 스타일  건강 리에 한 욕구와 맞물려 비데

가 헬스 어 제품으로 인식 선호되면서 비데 시장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 히 비데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불편한 사용

법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Hyeong, 2014). 특히, 

제품의 조작과 인지능력이 상 으로 부족한 시니어

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 본인의 몸 상태

와 조건에 하지 않은 과도한 수압 세기를 설정하게 

되고, 온도/시간조   체성분 검사 기능의 조작과정이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아 기 설정 로 사용하는 경우

가 부분이고, 사용할 때마다 기능을 변경하는 과정이 

시니어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고 있지만, 이러한 불편함

을 해소하는 시니어를 한 비데 제품서비스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비데의 주요 사용자층이 연령

가 높은 시니어라는 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니어를 

한 서비스 라이 사이클 기반의 PSS 디자인  근을 

통한 맞춤형 비데 제품서비스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1.2. 시니어를 한 제품서비스 필요

시니어 라이 스타일 연구 보고서(KIDP, 2020)에 따

르면, 시니어는 독립 이고 극 인 성향으로 경제력

을 바탕으로 여가생활 등의 의미 있는 가치 소비로 노

년기 정체성과 삶의 목 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

니어는 BRAVO (Balance, Relation, Active, Value 

consumption, Occupation) 라이 스타일 특성을 보인다

(Lee & Lee, 2015).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분류 기   특성 련 선행

연구(Cho & Cui, 2015)를 토 로, 시니어의 연령   

비데 사용 빈도에 따라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를 고찰

하 다. 시니어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감각기 의 퇴화

로 인해 환경의 지각과 반응이 상 으로 둔감할 뿐

만 아니라, 신체 , 정신  변화를 겪게 된다. 한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능력 퇴화 상

은 사회  상황에 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Kim 

et al., 2020). 따라서 이러한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비

데 제품서비스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시니어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1.3. 장 리서치 수행

1) 사용자 찰조사(자가 찰기록조사)

사용자의 실제 사용 환경, 사용 과정, 사용 습  등을 

찰하여 인사이트를 얻기 하여 진행되었다. 다만, 

비데 제품의 특성상 개인 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본 

연구자의 제품서비스디자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의 친인척 에 주 소재 시니어 28명을 상으로 진

행하 으며, 연령  성별 구성은 55∼59세가 7명(남 

2/여 5), 60∼69세가 17명(남 7/여 10), 70세 이상이 4명

(남 3/여 1)이었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의 지도하에 학

생들에 의해서 간 으로 이루어졌으며, 비데를 사용

하는 과정을 사용 , 사용 , 사용 후 단계로 구분하

여 18가지 항목의 사용성 체크리스트를 주고, 사용자 

스스로 찰하고 자유롭게 메모하도록 요청하 으며, 

간단한 인터뷰를 병행하도록 하 다(Table 2 참조). 이

를 통해 비데 제품 사용 과정의 순차  흐름에 따라 

사용자 본인의 의식 /무의식 인 행 를 스스로 찰

하고 체험하도록 하여, 그 원인과 개선사항 등에 한 

피드백을 얻고자 하 다. 비데 제품서비스 제공  사Fig. 2. Bidet produc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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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과정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터치포인트(Touch Point) 

 페인포인트(Pain Point)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2) 자가 찰기록조사 결과

비데 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문제 을 악하기 하

여 비데 사용 , 사용 , 사용 후 단계로 구분하여 

리서치를 진행하 다. 일반 인 사용 과정은 Table 2와 

같다. 사용자 찰  인터뷰를 통해 얻은 피드백은 다

음과 같으며, 응답자 비율을 빈도(명)와 백분율(%)로 

나타냈다(N/%).

① 매일 사용하는 경우(12/42.9%)에 비해 주2∼3회 

비데를 사용하는 경우(16/57.1%)가 높아 시니어

의 비데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 기본 기능(세정, 

비데 는 세척)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71.4%). 건강과 생 리 차원에서 비데를 자

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주 기능 이외의 부

가 기능은 스스로 조작하기를 어려워하 다

(17/60.7%). 비데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불편한 사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사용 에 수압 세기, 변좌 온도, 시간 조  등의 

기능에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13/46.4%), 신기술이 용된 기능의 이해  인지

 측면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③ 수압 세기가 강하다고 느 는데, 특히, 약근에 

힘이 부족하거나 여성이 상 으로 수압  건

조 세기가 강하다고 느 다(18/64.3%). 

④ 자식 비데의 경우, 리모컨 사용을 회피하 으

며, 노안이 심한 경우 문자와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 버튼 조작에 어려움을 호소하 다(7/25.0%). 

⑤ 건강에 심이 많은 시니어의 경우, 용무 후에 노

즐의 청결  용변의 상태를 확인하 으며

(20/71.4%), 제품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헬스/

생 어 서비스에 한 니즈를 갖고 있었다

(12/42.9%). 

 

3) 사용자 설문조사

설문은 사용자 찰조사 상자와 동일한 28명의 시

니어층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라이버시 상 표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질문지를 통해 기술하도록 하

다. 이를 해  단계에서의 사용성 체크리스트를 바

탕으로 질문지(Questionnaire)로 작성하여, 보다 구체

인 사용자 니즈를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경험 이슈 분석을 통해 페인

포인트  니즈를 악하 다. 설문 상은 사용자 찰

조사 상자 시니어(28명)를 상으로 Part 1은 사용실

태, Part 2는 서비스 만족도, Part 3은 불편사항으로 나

고, 이에 따른 세부 설문 항목을 구성하 다(Table 

3 참조).  

4) 설문조사 결과

조사 상자 28명의 응답 내용들을 연 성에 따라 

분류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그룹별로 묶고 각 그룹별로 

표 단어를 도출하여 응답자 비율을 빈도(명)와 백분

율(%)로 나타냈다(복수응답, N/%). 

조사 결과, 기능 조작(36.8%), 기능 설정(31.9%),  필

터 교체(31.1%), 제품 A/S 외 서비스 부재(30.5%) 련

Process Task Checklist

Before using

① Purchase 

② Installation and usage instructions

③ User manual

Whether or not to use a bidet, frequency, main 

function, additional function, ease of use, etc.

During using

① Sit on the toilet seat

② Press the power button

③ Have a bowel movement

④ Operate the buttons in the order of washing - bidet - washing

⑤ Adjust water pressure, temperature/time, and drying strength

⑥ Get up from the toilet seat

⑦ Flush the water

(Closes the lid.)

Water pressure strength, dry wind strength, ease of 

adjustment of toilet seat temperature and tim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new functions, 

control panel operability, remote control 

operability, order of use, other tasks, etc.

After using

① Maintain cleanliness 

② Replace filter/nozzle 

③ Product A/S

After-service behavior, after-sales service, 

necessary additional functions, services, after-sales 

period, etc.

Table 2. Bidet product-service usage process and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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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순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과 같이 제품뿐만 아니

라 생, 청결, 공간(화장실), 사용자 건강까지 어해

주는 서비스에 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사용자(시

니어) 요구를 제품 요소, 서비스 요소, 경험 요소 측면

으로 나 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품 요소 측면에서는 비데 조작부와 리모컨 인

터페이스 개선이 요구되었다. 시니어는 시각  

인지능력이 감퇴하여 문자와 그림이 잘 보이지 

않고, 상세한 기능의 조작을 어려워하 다. 

② 서비스 요소 측면에서 제품 사용  단계에서는 

특별한 서비스가 없었으며, 제품 사용 과정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수압 세기와 시간, 온도 설정 

 최신 기능 등에 해 잘 모르고 있었다.

③ 경험 요소 측면에서 제품 사용기간 동안 제공되

는 서비스가 거의 없고, 생  청결 등 부가 서

비스 기능이 부족하다는 한계 이 확인되었다. 

특히, 평소에 건강 이상 유무 체크  화장실이라

는 공간 에서의 나만의 공간과 시간 경험 가치에 

한 니즈를 가지고 있었다. 

3.2. 정의하기(Define)

3.2.1. 페르소나  사용자 시나리오 설정

사용자(시니어) 특성과 니즈에 을 맞추어 사용

자 유형별 상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분류 기 에 한 선행연구(Cho & Cui, 2015) 

 시니어 련 보고서(KIDP, 2020)를 참고하여, 시니

어의 연령   사용 빈도를 상· ·하로 나 어 총 3가

지 유형( 비시니어그룹, 시니어그룹, 실버그룹)으로 

페르소나  사용자 시나리오를 구축하 다. 그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3.2.2. 사용자 가치요소 도출 

사용자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도출된 사용자 가치요

소는 다음과 같다.

① 제품 요소 측면에서는 조작부와 리모컨의 인터페

이스 개선이 요구되었다. 시니어는 시각  인지능

력이 감퇴하여 텍스트와 그림이 잘 보이지 않고, 

상세한 기능의 조작을 어려워하 다. 따라서 조작 

차를 단순화하고, 직  인터페이스, 주/부 기

Div. Contents

Usage

Are there any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control panel or remote control?

What function do you use the most?

Is the function operation programmed?

Are you satisfied with the basic function settings?

Are you familiar with usage and additional features?

Can the water pressure strength and temperature/time be easily adjust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usability?

Are there any emergencies while using the product? What is the case?

Have you ever received health care or othe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

Service 

satisfaction

What are your motivations for purchasing and using the product?

Did you receive instructions for use (manual) when installing the product?

How long has it been used?

How long is the A/S period?

How much do you think the product has to do with your health condition?

In addition to product A/S service, what other services are being provided?

Discomfort 

What was the uncomfortable experience before, during, and after using the bidet?

What was the most frustrating experience with inexperienced operation of the control panel or remote control?

What is the most inconvenient thing about product maintenance?

Were there any concerns regarding your health condition when using it?

Have you ever contacted a call center for help?

What was it?

Table 3. Surve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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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한 사용방법 가이드, 버튼 조작의 용이성에 

한 배려가 주요 가치요소로 도출되었다.

② 서비스 요소 측면에서 제품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수압 세기와 시간, 온도조  

기능 설정 등에 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새로운 

기능에 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인

지  측면에서의 기능  편익의 이해성 향상, 사

용자 특성에 맞는 정 수 의 기능을 설정해주

는 가이드가 주요 가치요소로 도출되었다. 

③ 경험 요소 측면에서 제품 사용기간 동안 제공되

는 서비스가 거의 없고, 헬스 어 기능이 부족하

다는 서비스 한계 이 확인되었다. 특히, 평소에 

건강 이상 유무 체크  화장실에서의 긴 상황

에 한 처, 나만의 공간과 시간 경험에 한 

니즈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품 A/S의 한계에서 

벗어나 건강, 생, 청결까지도 어해주는 사용

자 맞춤형 어서비스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

러한 경험  측면이 개선된다면 시니어들에게 비

데 제품서비스가 물리 ·기능  편익을 넘어 사

용자에게 감성  편익을 제공하여 제품서비스-사

용자 간 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 

가치요소로 도출되었다. 

Div.

Preliminary senior group

(55∼59 years old)

Frequently use

Senior group

(60∼69 years old)

Normal use

Silver group

(70 years older)

Occasional use

Persona

Ms. Park (Female/57) Mr. Kim (Male/65) Mr. Lee (Male/71)

Scenario 

Characteristic

I am a young senior, but as I get older, 

I have gynecological diseases, and my 

constipation is severe and my sphincter 

is getting weaker. So, I use a bidet often, 

and I want to use the toilet seat 

temperature, water pressure strength, and 

massage functions that are suitable for my 

body condition, but there is no one to tell 

me, so I am just using the basic functions. 

Also, for hygiene and cleanliness, I tend 

to change the filter frequently, but it is 

difficult to attach and detach the filter.

I was active in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However, as I get older, my presbyopia 

worsens and I wear magnifying glasses. 

I recently replaced it with an electronic 

bidet, and I feel it is convenient to 

operate it with a remote control. 

However, I have a habit of not wearing 

glasses in the bathroom, but my 

eyesight is bad, so I can’t see the letters 

on the remote control.

In addition, there are many latest 

features, but because the function 

settings are complicated, other 

functions are rarely used.

Due to old age, physical limitations are 

large, and I pay a lot of attention to his 

health. I live alone, but I am 

outward-oriented and active. However, 

it takes time to use a bidet, but it is not 

used often because there is a risk of 

slipping due to weak joints when 

standing up after sitting for too long. 

I always check the discoloration after 

completing my duties, and I want to 

know if my health is okay. Although 

body composition analysis is possible, 

it is rarely used.

Pain point

- Decreased feeling of pleasure due to 

unsuitable water pressure strength and 

temperature/time setting 

- Lack of guide for women specific 

functions 

- Difficulty in management such as filter 

replacement and nozzle cleaning

- Complex additional functions and 

difficult terminology 

- Difficult to control detailed functions, 

etc. 

- Due to presbyopia, it takes time to 

find the desired function due to small 

text and pictures on the remote control

- Problem of not using the bidet often 

because of inconvenient movement 

and worries about the disadvantages 

of the bidet

- Occasionally us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operate the function

- Inability to use health-related functions

▼ ▼ ▼

Insight

- Requires personal customization 

function setting guide service 

- Expands hygiene and cleanliness 

services as well as products

- Need to improve control panel/remote 

control interface 

- Enlarge text/picture and apply 

intuitive affordance

- Only necessary functions are installed 

and automation functions are 

provided 

- In addition to products, continuous 

care service is required

▼ ▼ ▼

Goal

- User characteristics customized 

function setting guide service 

- Periodic care service such as product 

and  hygiene/cleanliness provided

- Improved control panel/remote 

control interface

- Design considering cognitive changes 

due to aging

- Sustainable products and healthcare 

services

- Provision of specialized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women

Table 4. Persona and user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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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서비스디자인 방향성 설정  

도출된 사용자 가치요소를 기반으로 제품 사용 과정

으로 구분하여 비데 제품서비스디자인 방향성을 ‘맞춤

형 가이드’, ‘인터페이스 개선’, ‘ 어 서비스’ 3가지 키

워드로 Table 5와 같이 설정하 다.    

① ‘맞춤형 가이드’ 사용  단계에서는 시니어의 특

성에 따라 맞춤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시니어 에

서도 여성의 신체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특

화된 기능을 가이드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② ‘인터페이스 개선’ 사용  단계에서는 시니어가 

사용하기 편리한 조작부  리모컨의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물리  측면에서의 

제품과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며, 주 기능에 한 직  디자인이 필요하다. 

③ ‘ 어 서비스’ 사용 후 단계에서는 제품뿐만 아니

라 사용자의 건강과 생, 청결 등을 리해주는 

‘ 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서비스 라이 사이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어서비스가 요구된다. 

3.3. 개발하기(Develop)

3.3.1. 서비스 Ideation Workshop

지 까지 도출된 사용자 가치요소  서비스디자인 

방향성을 토 로 문제해결을 한 인스토   스

캠퍼(SCAMPER)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활용하여 서비

스 아이디어 워크 을 진행하 다. 워크 에 앞서 효과

인 아이디어 발상을 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비데 문기업(N사)을 방문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 

 소비자 동향에 한 사  교육을 받고 비데 제품서비

스에 한 반 인 이해와 련 자료들을 수집하 다. 

도출된 서비스 아이디어를 Table 6과 같이 정리하 다.

3.3.2. 서비스 아이디어 유용성 리뷰

도출된 서비스 아이디어에 한 유용성 설문조사를 

통해 실  가능한 아이디어 선정  개선방안을 검토하

여 서비스디자인에 반 하고자 하 다. 서비스디자인

은 다양한 이해 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통찰하고 

각 이해 계자별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조율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요구를 살펴보고 그들의 에서 근해 으로써 발

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재정의하고 종합 인 통찰력

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비데 제품서비스 사용자뿐만 아니

라 서비스 제공자인 비데 제조기업의 상품기획, 마 , 

디자인, 엔지니어, A/S 등 다학제 인력을 상으로 서비

스 아이디어에 한 유용성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아이

디어 선정의 객 성  문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 조사 상 : 

  · 서비스사용자 : 사용자 리서치 조사 상자 시니

어 28명  13명(55∼59세 4명(남 1/여 3), 60∼

69세 6명(남 2/여 4), 70세 이상 3명(남 3))  

  · 서비스제공자 : 비데 제조업체 7명(상품기획 1

명, 마  2명, 디자인 2명, R&D 1명, A/S 1명)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문가 인터뷰(2020년 

12월 7일∼8일) 

서비스 아이디어에 한 평가를 하여 서비스디자인 

Div. Service element Product element Experience element

User Value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f 

functional benefits 

▪Service that sets an appropriate 

level of function according to user 

characteristics 

▪Voice support service

▪Simplification of operation 

procedure and ease of operation of 

functions 

▪Simple and intuitive interface 

▪User guide for main/minor 

functions

▪User-tailored care service 

▪Provide psychological benefits to 

bidet users 

▪Product service Improving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users

▼ ▼ ▼

Keyword ‘Custom guide’ ‘Interface improvement’ ‘Care service’

Service Direction

▪Custom function setting guide 

considering user characteristics 

▪Special function setting guide 

▪Automatic remote maintenance 

such as smart parts replacement

▪Improvement of control 

panel/remote control PUI 

▪Intuitive typefaces and pictures 

▪Easy operation of water pressure 

strength, temperature/time control

▪Product and health care service 

▪Health, hygiene, cleanliness related 

services (body composition analysis) 

▪Voice recognition, voice support 

counseling 

Table 5. Derivation of product service direction based on user valu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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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step Problems and needs Improvement service ideas

Before using

▪Absence of service concept in the pre-use stage 

▪Focused on product supplier 

▪Decreased feeling of pleasure due to unsuitable water 

pressure and temperature settings 

▪Difficult to understand specialized functions

⇒ Provide customized function guide service 

according to user characteristics (service 

user-oriented)

▪User characteristics customized guide service 

▪User’s desired function setting service 

▪User customized function recommendation service 

▪Smart phone application development 

▪User condition linkage automatic programming

During using

▪Satisfaction varies according to usage ability 

▪Product service interface needs to be improv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s - Difficult 

to use to operate detailed functions 

⇒ Interface improvement to improve usability and 

usability of specialized functions

▪Senior-oriented optimal control panel interface 

▪Large font and image 

▪Remote control voice recognition service 

▪Main/sub-function division 

▪Water pressure strength, temperature/time control button 

grouping

After using

▪Service items and service period limited to the product 

▪A/S maintenance service according to the product life 

cycle 

▪Lack of services specialized for seniors 

▪Request for help non-face-to-face with a counselor in 

case of emergency 

⇒ Maintaining a continuous service provider-user 

relationship and customized care service provision

▪Regular product/healthcare business trip service 

▪Non-face-to-face automatic remote consultation service 

for seniors 

▪Customized hygiene/cleanliness service provision 

▪Body composition analysis and health check-up linked 

service 

▪Music service and customer safety contact service

Table 6. Ideas for product service improvement

Div. Evaluation factors Contents

Service interface

People User, Service provider

Physical product Preference, Five-sensory experience, Visual satisfaction

Interaction Operational interface, Ease of use, Product-service interaction

Internal system Business process, Own technology, Customer big data 

Emotion Satisfaction, Feeling, Intent to recommend, Intention to repurchase

Product element User-centered design PUI Fitness

Time element Sequential flow Efficiency in operation, Use process steps

Table 7. Product service idea evaluation factors

Div. Method Contents

Evaluation Interview Concept Scoring

The average value of the usefulness of each service idea (very small-small-

large-very large) by quantifying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20 sections with 10 

points. 

Target Seniors(13), Bidet Manufacturers(7) 

Items

▪Customized function setting guide ‘Smart App Service’ 

▪User guide voice support service 

▪Product + health/hygiene ‘care service’ 

▪Non-face-to-face counseling service for seniors 

▪Body composition analysis and health info. service 

▪Control panel/remote control ‘interface improvement’

▪Streaming music service

Usability 

evaluation

(Example) Are smart app services useful to users?

          ① Useful ② Not useful 

Reason
Please indicate the reason for the above evaluation.

What are the feasibility and improvement points for each service?

Table 8. Service idea usabil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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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델에 한 선행연구(Lee, 2018)를 참고하여, 본 연구

에 맞게 평가지표를 변형하여 사용하 다(Table 7 참조).

서비스 아이디어 선정 방법은 Kepner & Benjamin 

(1965)이 제안한 Concept Scoring을 변형하여 진행하

다. 평가는 동일한 항목들을 사용하여 1부터 10까지를 

0.5 구간씩 총 20구간으로 척도를 구성하 다. 평가 결

과, 20구간의 정성  평가를 10 으로 계량화하여 그 

평균값을 토 로 우선순 를 정하 으며, 채택된 주요 

서비스는 Table 9와 같다. 체 으로 시니어의 연령별 

노화  건강상태에 따른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수 있는 제품서비스에 한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솔

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 특

성 맞춤 비데 기능설정 가이드 서비스’, ‘비 면 원격상

담 서비스’, ‘제품+헬스 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하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3.4. 달하기(Deliver)

3.4.1. 주요 서비스 Concept 

주요 서비스 아이디어를 구체 인 서비스 형태로 시

각화하기 하여, 비데 제품 사용 과정(사용 , 사용 

, 사용 후)에서의 서비스 제안사항을 작성하 다. 주

요 서비스의 개선방안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 ’ 단계에서는 사용자 맞춤 기능 설정 가

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한 ‘스마트 앱 서비스’

를 제안하 다. 시니어의 연령  사용 빈도, 건강 

상태 등 개인별 특성에 합한 기능 설정을 가이

드해주기 한 서비스로, 사물인터넷(IoT) 기술

을 목한 비데와 스마트 폰이 연동되어 사용자 

정보와 비데 제품에 한 정보(바코드)를 자동으

로 해석하여 가이드해주는 스마트 어 리 이션 

서비스를 제안하 다. 사용자 가이드를 도와주는 

음성 지원 서비스를 고려하 으며, 사용자의 특

성과 기능 간의 응  기능에 한 이해 용이성 

향상에 을 두었다.

② ‘사용 ’ 단계에서는 조작부  리모컨 인터페이

스 개선안을 제안하 다. 주 기능(세정, 비데, 정

지 기능) 심의 구성과 과제(Task) 순서에 따른 

버튼 배치 등 쉽고 직 인 조작부의 Physical 

UI와 터치 화면형 리모컨을 용하여 사용의 편

리성을 높 다. 시니어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큰 

폰트와 직 으로 기능 유추가 가능한 그림이 

용되었다. 한 주 사용 버튼에 비해 상 으

로 사용 빈도가 낮은 부가 기능  제품 리 기능

은 별도 배치하여 많은 버튼이 주는 혼란을 최소

화하고, 온도, 수압 조 , 노즐의 치와 같이 상/

하, 고/ , /후로 조작이 필요한 기능들의 버튼

은 화살표로 방향성을 제시하여 시니어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개선하 다. 그리고 사용 에 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니

어 용 비상 콜 서비스’ 기능도 고려하 으며, 

부가 기능으로 ‘스트리  음악 서비스’를 통해 비

데 제품서비스의 확장성을 제안하 다. 이를 통

해 사용자와 제품서비스 간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 다. 

③ ‘사용 후’ 단계에서는 제품서비스 라이 사이클 

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극 반 한 ‘비데 어

서비스’를 제안하 다. 화장실은 건강  생과 

Div. Items Adopted service idea Score

Service experience element

(Before/After using)

Smart app. service

▪User-customized function setting guide ‘Smart App 

Service’ 

▪User guide voice support service

6.80

6.38

Bidet care service

▪Product + health/hygiene ‘care service’ 

▪Non-face-to-face counseling service for seniors 

▪Body composition analysis and health information linkage 

service

6.81

6.78

6.70

Physical product element

(During using)

Interface improvement

(Control panel/ 

Remocon)

▪Control panel/remote control ‘interface improvement’ 

   - Separation of main and minor functions and touch screen 

remote control 

   - Simplified operation and improved visibility (large fonts 

and intuitive pictures) 

▪Streaming music service

7.74

5.18

Table 9. Main product and servic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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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비데 내·

외부는 생 으로 가장 신경써야 할 제품이다. 따

라서 제품뿐만 아니라 사용자  공간을 리해주

는 ‘제품과 헬스/ 생 어가 연계된 비데 어서

비스’를 제안하 다. 어 문가에 의해 주기

인 비데 제품뿐만 아니라 생, 청결과 련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지역 병원과 연계한 

‘체성분 분석 정보 제공서비스’를 고려하 다. 

3.4.2. 로토타입(Prototype) 제작 

주요 서비스 콘셉트별로 로토타입과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비데 제품서비스 사용 과정을 심으로 

‘스마트 앱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선’, ‘ 어 서비스’

로 구분하여, Table 10과 같이 제안하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데라는 제품에 기반하여 시니어를 

한 서비스디자인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해서 

PSS 개념에 기반하여 ‘4단계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로세스 모델’을 활용하 다. 이를 해 시니어 상 

질  리서치를 수행하여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에 따른 

사용자 가치 요소를 도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무 문가 그룹의 유용성 

리뷰를 반 한 로토타입을 제안하 다. 사용자(시니

어)의 비데 제품 사용 과정(사용 , 사용 , 사용 후)에서

의 페인포인트(Pain Point)  니즈(Needs)를 발견하고 

개선하여 사용자 경험과 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 단계에서는 ‘사용자 맞춤 기능 설정 

가이드 스마트 앱 서비스’를 제안하 다.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목한 비데와 스마트 폰이 연동되어 사

용자 특성 정보와 비데 제품에 한 정보를 자동으로 

해석하여 맞춤 기능을 가이드해주는 스마트 어 리

이션 서비스를 제시하 다. 기능 설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연령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 인

지능력 등 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 기능 설정을 가이드

해주는 서비스를 제안하 다. 

둘째, ‘사용 ’ 단계에서는 ‘사용자 심의 제품서비

스 인터페이스’를 용한 조작부  리모컨 UI를 제안하

다. 시니어의 사용성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주 기능

(세정, 비데, 정지 기능) 심의 구성과 과제(Task) 순서에 

따른 버튼 배치, 터치 화면형 리모컨 등 단순하고 직

인 Physical UI를 제안하 다. 한 주 사용 버튼에 비해 

상 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부가 기능  제품 리 

Div. Prototype (Considerations) Improvement suggestions

Before using

User-customized function 

setting guide service

<Smart app. service>

Easy of understanding

▪User-customized function setting guide Smart phone-linked app 

service 

▪Improve user satisfaction by categorizing user needs 

▪Recommend bidet function and provide customized solutions by 

entering user information 

▪Consider voice support service to help user guide

During using

Control panel/

Remocon Interface 

improvement

<Interface improvement>

Easy of operation

▪Arrangement of main function buttons for water pressure strength 

and temperature/time adjustment so that seniors can easily recognize 

them by improving the control panel/remote control interface 

▪Voice support for function buttons for users who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control panel/remote control functions 

▪‘Emergency call service for seniors only’ function Consideration 

▪Suggested scalability of bidet product service through ‘streaming 

music service’ as an additional function

After using

Health/Sanitation/Cleanliness

Bidet care service 

<Care service>

Service sustainability

▪Customized products and health/hygiene care professional service 

▪Body composition analysis information service in connection with 

local hospitals 

▪Event proposal to replace necessary parts for free 

▪Improvement  product servic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users

Table 10. Service improvement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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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별도 배치하여 많은 버튼이 주는 혼란을 최소화하

고, 온도, 수압 조 , 노즐의 치와 같이 상/하, 고/ , 

/후로 조작이 필요한 기능들의 버튼은 화살표로 방향

성을 제시하여 쉽게 인지하도록 개선하 다. 

셋째, ‘사용 후’ 단계에서는 PSS 측면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극 반 한 비데 어서비스를 제안하 다. 사

용자(시니어) 찰  인터뷰 결과, 비데는 개인의 건강

과 직결되는 있는 헬스 어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정기 인 비데 제품 검  필터 교체뿐만 

아니라 사용자 건강  사용 공간의 생, 청결, 엔터테

인먼트 등 폭넓은 서비스에 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 이고 지속 인 개인 맞춤형 

어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시니어의 니즈를 

반 하여 ‘제품과 헬스/ 생 어가 연계된 비데 어

서비스’를 제안하 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니어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여, 비

데 제품서비스-사용자 간 계품질(Relation Quality)과 

계기간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질  연구방법론을 차용하여, 비데 제품 

사용자와 이해 계자를 상으로 정성  심층 연구를 

진행하 으며, 문가들이 참여하는 유용성 리뷰를 통

해 실무 인 피드백을 반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연구의 제약 상 제한

된 소수 사용자  이해 계자를 상으로 진행하여 

사용자 요구와 페인포인트를 도출하는 것이 미흡했고, 

실제 활용을 통한 효과  평가단계를 거치지 못한 

이 아쉬웠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세분화된 시니어층에 

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더욱 다양한 시니어의 특

성과 요구에 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학제 인력이 참

여하는 질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본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 연구가 실제 비데 시장에 인사이트를 제

공하고 활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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